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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산ㆍ학 e-Learning 운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국에서의 

e-Learning 운 을 한 발  략을 탐색하는 것이 목 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화 기술  연구 방법인 문헌 조사법, 문가 상담법과 자료 분

석법을 이용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책  경험을 거울삼아, 국 정부가 기업 e-Learning에 련된 정책

(기업 e-Learning 제도, LMS, 표 화, 품질 보장 등)을 지속 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국제 교류와 합작 등은 국의 기업 e-Learning 운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한국의 e-Learning은 LMS의 표 화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이 실제 인 발

을 시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국에서의 e-Learning은 외형 인 

리제도만을 시하 다. 따라서 e-Learning의 확 일로 시 에 있는 국은 한국 

사례를 통해 LMS의 표 화  콘텐츠의 질 리 등과 같이 실제 인 발  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WBI, LMS, 워크 등의 학습 방법을 국 e-Learning에 도입하면 개

별화 학습과 동학습이 히 혼합하여 발 할 수 있을 것이고 Blended Learning 

등의 학습 방법을 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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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중

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제기된 학습사회의 주류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ㆍ후반부터, 세계 기구와 선진 국가들의 교육관련 문서나 

정책 보고서에 평생교육, 평생학습, 지식사회, 학습시대 등의 용어가 항상 등장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습득하여야 하는 지식의 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며, 그 생성과 소멸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교육

훈련 방식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획일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보의 양과 신속성 측면에서도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의 변화를 즉각적이며 적시에 수용할 수 있

는 대안적 교육훈련 체제로 e-Learning이 부각되고 있다. 

e-Learning은 인터넷 기반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과거와 같이 

사람들을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대신에 교육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준다. 즉, 인터넷 매

체의 특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적합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시기에 가져다주는 것이다. 

한편, e-Learning은 기업 내 직원, 학교 내 교사 및 공공기관단체 관리 직원들의 여

러 가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훈련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ㆍ학

과 직원의 특성을 고려한 e-Learning의 활성화 및 질의 제고가 이 분야의 주요한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e-Learning은 산ㆍ학 각 영역들이 추진하여 오던 인력한 교

사업에 비하여 새로운 분야이며, 이를 기획ㆍ운영하기 위해서는 e-Learning 산업 종사 

직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 일체화'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국가발전에 

따라, 세계화 무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산ㆍ학 각 분야의 변화와 혁신에 직면하게 되었

다. 중국사회는 특별히 기업체 및 학교단체 등의 기초 소양, 운영 전략, 직업 능력, 기

구 체제, 수행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변혁하였다. 현

재, 중국사회가 새로운 훈련 수단으로, e-Learning 훈련방법을 벌써 인가하였다(兪勝泉, 

2003). 지금 까지 중국 대기업 중에 中國銀行, 東方通信, 光明牛乳, 平安保險, NOKIA中

國會社 등은 e-Learning 훈련방법을 이미 우선 실시하였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呂森

林, 2005). 따라서 중국사회의 'e-Learning 시대'는 이미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사회에서 e-Learning 시장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사교육 시장

과 산ㆍ학 e-Learning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

원에서 그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e-Learning은 새롭게 주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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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의 규모 증대 및 직종의 전문화, 세분화가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사회에서는 새로운 e-Learning 발전 전략

을 개발할 필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아시아 지역에서 e-Learning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e-Learning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중국과는 상당히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응용 분야 중, e-Learning이 이미 각종 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 보조 수단이 되

었으며, e-Learning의 활용으로 인하여 각종 학교의 교수ㆍ학습의 질과 e-Learning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도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기업 응용 분야 중, 모든 기업 훈련 사

이에 e-Learning의 활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면서, 한국산업자원부(2007)는 

2006년까지 한국 기업체의 e-Learning 이용률은 22.9%로서, 한국 기업 훈련 시장에서 

e-Learning이 거의 ¹/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산ㆍ학 훈련 운영에 대한 e-Learning의 적용 실

태를 조사하고, e-Learning을 통한 산ㆍ학 훈련에 대한 방법 및 요소를 분석 제시하

여, 중국에서의 e-Learning 발전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산업체 및 대학교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한국 e-Learning의 운

영 실태를 파악하여, 중국사회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e-Learning의 미래

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전략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방향에 맞추어, 이 연구는 주로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인 문헌 조사법, 

전문가 상담법과 자료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한국에 있는 산ㆍ학 e-Learning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문헌과 관련 제도, 법

령, 각종 서적, 학회지, 학술회의 논문,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중국사회에서 e-Learning 현황에 대한 연구는 관련 문헌 조사, 전

문가 상담법과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사회에서의 

e-Learning 상황을 분석하고, e-Learning의 활성화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문화 기술적 연구 중에서 비교적 상세히 절차를 기술하

고 있는 것은 Spradley(1979, 1980)가 개발한 12단계의 발전식 연구 모델이므로, 이를 

문헌조사와 전문가 상담에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Spradley가 제시한 문화 기술적 연구

는 우선 연구의 과제를 선정함으로서 시작되고, 문화 기술적 질문하기, 문화 기술적 

문헌을 고사하고 문화 기술적 자료를 수집하기, 전문가 상담으로 보조적 자료를 수집

하기, 문화 기술적 기록하기, 문화 기술적이고 일반적인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끝으로 이를 내용대로 문화 기술적 보고서 작성하기와 같은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이러한 과정은 순환적으로 피드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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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헌 조사

이 조사 수행 단계는 연구자가 관심 있고, 연구에 대한 중국과 한국 e-Learning 운

영 실태에 관련된 필요한 역사적 자료, 문화 기술적 자료 및 각 영역 중에 기본 데이

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e-Learning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및 대학교의 

일반적이고 심층적인 상황에 대한 문화 기술적 자료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 중

국사회에서 e-Learning 운영에 관한 정책과 법령, 운영 수단, 시장 상황 등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도 있었다. 

나. 전문가 상담

중국에서 e-Learning에 관련된 연구, 운영, 평가 영역에서의 경험이 있고, 풍부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런 상담 참여

자들의 동의를 얻고, 상담 내용을 녹음으로 보존하였다. 

전문가 상담은 중국에 있는 산업체 및 대학교 등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에 관한 자

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Spradley(1979)의 문화 기술적 상담 절차를 응용하고, 

상담의 구체적 진행 방법이 비구조화된 상담(unstructured interview)을 활용하여, 서술

적 상담과 심층적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다. 자료 분석

자료는 Spradley(1979, 1980)의 문화 기술적 연구의 분석 절차인 '영역 분석' → '분

류 분석' → '성분 분석' → '주제 발견'하기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얻은 자료는 내용 분석법에서 하는 대로 영역 분석하여 항목 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법을 통하여 중국사회에서 e-Learning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으

며, 중국에서 e-Learning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들을 명

확하게 발견하고자 하였다. 



    大 韓 工 業 敎 育 學 會 誌 第 34卷 第 2 號290

Ⅱ. 한국에서의 산ㆍ학 e-Learning 운영 실태

1. 한국에서 기업 e-Learning 운영 실태

한국 국내 e-Learning 분야 중 가장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e-Learning이 시행되고 

있는 분야는 기업교육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의 e-Learning이 활성화된 배경

에는 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생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에서의 e-Learning 활성화는 단순히 효과성과 효율성만으로 설명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지식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지식경영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창출의 근원이 지식으로 전환됨에 따

라 지식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생성, 

관리, 전파할 수 있는 지식경영 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지식경영이라는 환경변화가 산업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속적으로 확산됨

에 따라 기업에서의 e-Learning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빨리 전달하는 각도에서 벗

어나 지식경영체제화의 통합을 시도하게 되었고 지식경영에서의 e-Learning의 역할과 

중요성은 대대적으로 확장 되었다. 

이제 기업에서의 e-Learning은 지식의 확산과 함께 누림, 업무효율의 향상, 새로운 

지식의 창출, 인재의 양성과 평가, 성과의 측정, 서비스의 자상 등 기업의 경영전반에

서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경영체계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

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개별 단위 기업에서의 e-Learning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계 내에서의 지식네트워크 구축,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의 지식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방면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한국에서 대학교 e-Learning의 운영 실태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연구와 교육

에서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활용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정보통신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e-Learning은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임병노 외, 2006). 첫째, 

고등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교수와 학생 및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여진다. 넷째, 다

양한 학생의 교육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여진다. 마지막으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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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월성이 보장된다.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e-Learning 활성화 전략을 영역별로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콘텐츠 영역에서는 콘텐츠의 고급화, 다양화, 다국어화이며, e-Learning 강의 

형태에서는 대학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프라인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blended

형 강의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전략으로는 전문조직의 강화, 전문인력 보완, 조교 등에 

의한 인력 자원,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운영의 편리성 확보, 체계적인 

e-Learning 정책 수립 등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품질관리 노력은 

e-Learning 활성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e-Learning이 활성화된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Learning을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대학의 경우 초기에 e-Learning을 도입해서 

활성화를 꾀하려면 위에서 논의한 일반 전략 외에 특성화 영역의 콘텐츠 개발에 교수

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e-Learning이 활성화된 대학은 질 관리에 보다 초점을 두고 교육의 질적 제고

에 노력하여야 하며, 콘텐츠의 고급화 및 공유, 더 나아가 e-Learning 세계화에 주력

할 필요가 있다. e-Learning을 실시하는 대학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그룹의 경우, 

각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서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 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확대가 e-Learning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e-Learning이 활성화된 대학과 그렇지 않은 재학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대학 간 

컨소시엄의 확대, 산학 간의 연계, 여러 대학의 교수자들 간의 e-community의 확산 

등은 대학 혹은 개별 교수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네트워크 확산은 

대학이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는 e-Learning 활성화 전략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Ⅲ. 중국 사회에서의 e-Learning 현황 및 발전 전략

 중국사회에서 e-Learning의 특징은 정부주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교

육을 중심으로 e-Learning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e-Learning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사람(특히 漢族)들이 문화ㆍ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자체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인 노력도 보인다. 

중국의 e-Learning 정책은 淸華大學, 浙江大學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온라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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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시발점이 되었다. 1998년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현대적 

온라인 교육을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2000년 '校校通'이라는 공정실시를 각 교육기관

에 전달하고 이 '校校通'의 목적은 전국의 90%이상의 초ㆍ중등학교에 독립적인 인터

넷 접속시설을 건설하고 온라인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 것이다(中華人

民共和國 敎育部. 1998).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고 교사 간의 의사소통

과 교수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Learning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03년부터 2007

년까지 중국교육부 수행된 '03-07 敎育振興行動計劃'이다. 이 계획은 14개 분야로 구

분되어 있어 각 급 학교의 대한 교육진흥, 이를 위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체계, 하

드웨어 및 시설의 확충, 인터넷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의 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교육정보화 건설공정이라는 항목이 있어 교육정보화를 위한 기반 시설의 구

축, 교육정보자원의 개발, 인적자원의 양성 및 최신 정보기술의 교육도입 등 다시 세

분화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정보화 기반시설, 교육정보 자원건설 및 인재양성 촉진공정은 네트워크용 서비

스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CERnet(中國敎育科學硏究 通信網, 

China Educate and Research net)과 CEBsat(中國敎育 廣帶域 衛星, China Educates 

Broadband satellite)의 규모 및 용량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ChinaGrid(中國敎育硏究網

格) 건설에 참여하여 지방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내 통신망을 최신시설로 구축하고 국가통합의 교육정보화망을 구축하여 통

합된 교육체계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통합은 대학의 온라인화를 통하여 지역별 대학의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초ㆍ중등 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 및 교사의 지식 교류를 통

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1. 중국에서 e-Learning의 착안점에 대하여

중국의 e-Learning을 한국의 e-Learning 활용과 비교하면 다소 미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e-Learning이 어떤 측면으로부터 착안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양국 

학자가 e-Learning에 대하여 다르게 번역한 명칭과 같이, 중국 e-Learning은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상이한 착안점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에서는 e-Learning이 

일반적으로 '통신망 교육 혹은 e-Learning'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착안점은 '교육'이고, 

교육 또한 훈련과 같은 거시적 측면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e-Learning이 일

반적으로 '온라인 학습, 전자학습, 가상 학습 혹은 e-Learning'이라고 하기 때문에, 착

안점은 중국과 같은 '교육'이 아니고, '학습'이라는 미시적 측면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착안점의 차이가 양국 e-Learning 활용을 완전히 상이한 상황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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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국과 한국의 e-Learning 발전 상황을 대조해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 확실한 것은 구체적으로 학습대상자 중심의 ‘학습’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

면 많은 면에서 바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진행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e-Learning

을 진정으로 잘 활용하고자 한다면 바로 e-Learning에 대한 출발 관점인 착안점을 반

드시 전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중심인 학습에 대하여도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e-Learning 상황에서의 학습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그 착안점(출발 

관점)을 가지고 e-Learning을 진행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지식을 얻는 방식에 따라 학습은 형식적인 학습(Formal Learning)과 비형

식적인 학습(Informal Learning)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Jay Cross (2006)는 형

식적인 학습은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와 같은 구조화된 교육 시스템 및 

조직이 있는 전문 훈련을 포함하여, 명확한 시간ㆍ장소와 학습 목표가 있는 학습 방

식이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 형식적인  교육과정, 교육 훈련 강좌 등이다. 

비형식적인 학습이란 직업, 생활, 인간관계 등 비형식적인 학습 시간 또한 장소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학습방식이다. 비형식적인 학습은 학습자의 학습태도, 가치관, 기

능 및 지식에 의한 학습 과정이다. 동시에, 학습자원을 영향하는 것은 자신에 있는 환

경(예를 들어 가정과 인보, 작업과 오락, 매매 시장, 도서관과 매스 미디어)이다.

위의 내용에 의하여 e-Learning의 여러 가지 방면은 모두 형식적인 학습과 비형식

적인 학습에서 시작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e-Learning은 형식적인 학습과 비형식적인 

학습 중에서 두 개의 맥락이 있다. 그러나 e-Learning의 이용자들이 거시적인 시각(교

육, 훈련)아래에 관찰하면 이 두 개의 맥락을 찾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들에 대한 중

요성 도 부족하여, 대다수의 경우 아래에 e-Learning이 전체적이고 새로운 교육 훈련 

방식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방법은 학습의 일반적인 규율과 일치하지 않고, 당연히 만

족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 e-Learning 연구자들의 시각이 거시적 부터 

미시적 까지 전환하여 교육부터 학습까지 전환하면, 예전에 존재한 문제점들이 전부 

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e-Learning의 근본적인 교육 및 훈련의 방향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의 형식적, 비형식적 e-Learning에 대한 개념 정립에 혼란이 있어왔으며, 심지

어 다수의 e-Learning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e-Learning이 도대체 형식적인 학습인지 비형식적인 학습인지 모른다. 다른 학습 방식

에 따라 의거하는 학습 이론, 이용하는 기술과 방법도 다르다. 한국에서 성공한 

e-Learning 운영 기구가 분명한 학습 유형을 의거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착안점

의 차이가 중국과 한국 e-Learning의 차별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심

층적인 사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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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 e-Learning의 기업 운영 전략에 대하여

가. 중국 기업 e-Learning의 운영 

기업이 e-Learning을 실시하는 것이 복잡한 계통성 공정이고, 기업 관리, 기업 문

화,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방면의 문제를 언급한다. e-Learning이 전통적인 교육 훈

련 모델을 바꾸었고, 새로운 교사ㆍ학생관계를 정의하고, 학습자의 학습 방식, 인지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면이 전부 모두 다시 정의하여야 하는데, '中國企業 通信網 訓練

市場 發展現狀 報告書(2005)'에 의하여, 현재 중국사회에서 기업이 e-Learning 항목을 

운영하는 과정 중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문제가 자주 존재한다.  

첫째, 큰 투입 비용. 특히 정부 기구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LMS에 대한 투입도 

크고, 콘텐츠도 많이 있기 때문에, e-Learning의 후속 유지의 역이 부족한 상황이 자

주 나왔다. 

둘째, 지역성 차이. 특히 대기업, 특대기업(예를 들어 은행, 석유 공업 회사 등)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분파기구가 많이 있고, 동시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니까, 직원에 

대해 기술 소양, 하드웨어, 대역폭 등과 같은 재생 차이가 나왔다.  

셋째, 인터넷 전송 속도.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 본부

가 국외에 있고, 국내 기구가 분산적으로 분포하여, 직원이 훈련할 때 회사 본부에 있

는 서비스 시스템을 등록하여야 하니까, 인터넷 전송 속도가 병목 문제로 훈련 과정

을 제어하였다.  

넷째, LMS의 성숙도. 특히 금융업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특별한 

행업에서 직원에 대한 훈련 요구가 다른 일반적 행업보다 더 높고, LMS에 대한 요구 

도 엄격하여, 보통 e-Learning LMS가 이러한 기업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직원의 낮은 인지 능력과 습득 능력. 모든 기업에서 많든 적든 이런 경우가 

존재하니까, e-Learning에 대한 선전과 지식 보급을 강화시키어야 한다.  

여섯째, 직원의 언어 능력. 외자 기업 또한 다국적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 이

다. e-Learning 교육과정이 영어로 만드는데, 직원의 영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 효과의 수준을 확인하고 파악할 수가 없다.

나. 중국 기업 e-Learning의 표준화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훈련 중에서 기술을 습득

한 후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performance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동시에 기업에서 

이용하는 e-Learning은 거의 모두 구입방식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LMS과 콘텐츠 간 

상호작용을 특히 중시한다. 그래서 기업 훈련 중에서 표준화에 대한 중시 정도를 더

욱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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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企業 通信網 訓練市場 發展現狀 報告書(2005)'에서 중국의 기업 훈련 시장에 

대한 통계와 분석에 의하여, 지금 까지 중국사회에서 기업 e-Learning 영역 중 주류표

준화가 AICC이다. 동시에 SCROM표준화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시장 개발과 실천 상태

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준화가 XML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AICC표준화 보다 

더욱 개방하고 활발하므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대표할 수 있다. 

이제까지 중국사회의 기업 e-Learning 영역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e-Learning 이 

AICC1.3 표준화를 거의 모두 부합할 수 있는데 국제 표준화 인증을 얻은 것이 별로 

없고, 중국 지적 재산권이 구비하는 산품은 국제 인증을 얻은 경우가 더욱 없다(兪勝

泉, 2003). 그러나 한국의 동종 e-Learning 상품이 국제 표준화 인증을 얻은 비율이 

중국 e-Learning 상품보다 분명히 높다. 

다. 중국 기업 e-Learning의 주류 LMS

중국에서 e-Learning이 다른 국가보다 늦게 시작하였는데 거대한 시장 잠재력의 추

동 아래에서 십여 개의 기업 e-Learning 주류 LMS(각 종류 웹 기반 학교, 학원 및 일

반 교육 영역 중의 교육용 platform 재외)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 개발 모델이 다음과 

같은 두 개 종류가 있다. 

첫째 모델이 중국 본토 회사(예, 校際通, 北大在線, Ambow, OZtime, Turbolinux 등)

가 자기 설계, 연구, 개발하는 LMS이다. 지적 재산권이 자기 주도적이고, 중국사회에

서 기업 e-Learning 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체가 중국 

기업의 관리과 운영 방법에 향하고 개발할 수 있다. 웹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훈련 

자원 관리, 교육 학습 과정, 일반 교육 사무의 관리, 시험, 통계와 피드백 및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트레이스 등의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기술 원칙이 J2EE체계를 위주

로 한다. 

校際通 회사가 자기 주도적 연구 개발된 기업 e-Learning LMS를 예로 삼다. 校際通 

정보기술 회사 홈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이 LMS에서 조직 기구, 일반 교육 사무, 

훈련 단체, 통계 보고, 시스템 등과 같은 모듈을 포함하고, 토론 팀, 개인 난, 전자 칠

판, 사이버 비디오 강의실, 뉴스 팀, 세미나, 이메일, 서비스 센터, 즉시 메시지, 학습

자 감독, 진도보고서 등과 같은 교육ㆍ학습 상호작용 방식을 포함한다. 동시에, 현대 

교육학습 설계의 특징이 있는 course marker 모델을 제출하였으니 기업이 모두 층면

식의 교육과정 체계를 형성하는 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 웹 기반 교육 학습, P2P 교육 

학습, 오라인 교육학습, 오프라인 교육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조 학습과 같은 모

든 종류 학습 책략을 제공하였으니 각 종 교육 배경의 직원이 각 종 학습 방식에 대

한 요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기업 HR 시스템, 퍼포먼스 평가 

시스템과 재무 시스템과 같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포식 

기업의 훈련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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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델은 외국 회사의 핵심 기술적인 LMS(예, Motorola중국 회사의 훈련과정, 

IBM회사의 LearningSpace와 KnowledgeProducer, Oracle회사의 iLearning, Sun회사의 

LearnTone, 삼성SDS의 eduPort, IntraLearn회사의 IntraLearn 등)이다. 그 중에 외국 

회사가 중국에서 설립한 독립 자본의 기구가 있고, 국내외 합자 기구(국외 기술을 위

주로 함)도 있다. 이와 같은 LMS가 약 30%의 e-Learning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이런 국외 단체에서 개발하는 LMS는 이차 개발을 진행할 수 없으며, '풍토병'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관적인 논리성과 기능 모듈 체계가 중국 기업의 훈련 요

구를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다. 상당한 상호작용 수단을 갖추고 있긴 하나, 학습자의 

실제적 학습활동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학습자-학습자 간의 협동 학습과 같은 상호

작용 수단은 부족하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관련 업체 사이에서 이에 대한 표준

화 요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삼성SDS가 연구 개발된 eduPort를 예로 삼다. 실시간 비디오 강의, 토론 팀, 이메

일, 채팅, 진도 보고서와 같은 상호작용 방식을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과 조직, 

교육과정 규범화 시스템, 보고서 시스템 등의 주요 기능을 구비하고 있고, 기업에 관

한 표준화, 보고서 규범화, 비디오 상호작용 및 교육과정을 만들기 등의 방면에서 명

확한 장점을 체현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러한 LMS의 판매 대상이 대기업과 특대기업이다. 이러한 기업 중 직원

이 많고 훈련에 대한 요구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기업에서 통신망 설시, 

운영 경험, 직원에 대한 중시 정도 전부모두 비교적으로 성숙하고, 매년에 정한 경비

예산 도 있다. 

라. 중국에서 기업 e-Learning의 발전 전략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에서의 기업 e-Learning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책적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정부가 기업 e-Learning에 관련된 정책

(기업 e-Learning 제도, LMS, 표준화, 품질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고, 국제 교류와 합작 등은 중국의 기업 e-Learning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한국의 e-Learning은 LMS, 표준화 및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발전

을 중시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중국에서의 e-Learning은 외형적인 관리제도만

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e-Learning이 확대일로 시점에 있는 중국은 한국 사례를 통해 

LMS, 표준화 및 콘텐츠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발전 전략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의 WBI, LMS, 팀워크 등의 학습 방법을 중국 e-Learning에 도입하면, 개

별화 학습과 협동학습이 적절히 혼합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Blended Learning과 

Project Learning 등의 학습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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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의 e-Learning 콘텐츠가 국외 훈련의 내용을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의 내

용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고(丁新, 2008), 중국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비체계화 수

준인데 반하여, 한국 e-Learning 콘텐츠는 text 뿐만 아니라, 거의 멀티미디어 등의 콘

텐츠도 개발되고 있다. 실제상 한국의 산ㆍ학 협조 체계와 같은 콘텐츠 개발 방법은 

중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보다 개방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는 한국의 e-Learning 표준화 규범을 

따르면, 중국에서의 e-Learning 표준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e-Learning LMS는 기업에서 지식 관리, 성과 및 정책 결정 방향으

로 발전을 촉진하며, 성과 평가를 더욱 중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인적 자원 관리와 같

이 기타 응용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 교환, 표준화 및 상호작용을 중시하여야 한다. 

3. 중국에서 e-Learning의 교육 운영 전략에 대하여

중국사회에서 웹 기반 교육은 20세기 말에 흥기하였다. 1998년부터 중국에서 교육

부가 소수 대학교의 고등 웹 기반 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지금까지 68개 

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각 종의 직업 인증 웹 기반 교육 기구가 더 많

이 있다. iResearch(2008)이 작성된 2007-2008 China Online Education Services 

Research Report에 의하여 2007년 중국에서 고등교육 e-Learning 시장 규모가 약 

RMB 133.5億 元이고, 2006년의 규모인 121億 元보다 10.3% 증가하였고,  2011년 까지 

중국에서 고등교육 e-Learning 시장규모가 RMB 195億 元으로 증가하겠다. 

그렇지만, 이상 데이터가 일단 중국 사람은 e-Learning에 대해 강한 수요를 존재하

는 것만 증명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e-Learning이 건강한 발전의 여부를 분명하게 표

현할 수 없다. 

가. 중국에서 고등교육 e-Learning 존재한 문제들

먼저, 학습자 방면을 살펴보면, e-Learning과 전통 교육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일치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일부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관한 증명 또는 인증을 얻고, 

친구를 거의 사귈 수 없다. 그래서 학습자가 강렬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 경영자 방면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만족도가 부족하니까, 경영자가 만족한 

효과를 도 어렵게 얻을 수 있다. 'e-Learning 훈련 운용 기구가 도대체 학교이냐 회사

이냐? 경영 목적이 도대체 뭐야?' 이런 문제들이 웹 기반 교육 영역 중 지속하게 논쟁

하는 초점이다. 그래서 경영자가 만족을 거의 얻을 수 없다. 

마지막, 사회 방면을 살펴보면, 이상 2가지가 e-Learning에 대한 사회 만족도를 직

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사회가 e-Learning에 대해 거의 만족할 수도 없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정규 대학교 졸업생마저 적당한 직업을 거의 찾을 수도 없는데,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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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등교육 e-Learning 학습자이다. 

나. 문제의 형성 원인

위에 문제들을 분석하면, 형성 원인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학습 모델이 단일하다. 한편, 중국에서 웹 기반 교육이 이미 10년 동안 운영

하는데, 학습 모델 방면에 질적 창조와 혁신이 거의 없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e-Learning의 주요적인 학습 모델로 하였다. 콘텐츠를 자기 주도적 학습하는 것이 

e-Learning 교육학습 모델 중의 하나이며, 시간, 공간, 장소와 같은 제어를 존재하지 

않다. 이런 특징을 보면, 비형식적인 학습 영역에서 더욱 적응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성공한 e-Learning 교육 항목을 살펴보면, 콘텐츠를 자기 주도적 학습 모

델이 거의 없다. 중국에서 고등교육 기구가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으로 e-Learning을 

진행하며, 제일 중요하고 중시ea|-핌는 것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

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학습자 유한한 자아 구속력과 자아 통제력이 초월할 수 없

는 장애이다. 

둘째, 관리를 중시하고, 교육학습을 무시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의 질을 무시

하고 환경과 서비스 태도만 중시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다면 무슨 느낌이 들겠는가? 중

국에서 e-Learning이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Learning의 

본질과 영혼이 Learning이다. 웹 기반 교육과 학습을 무시하여, 교육ㆍ학습 활동 이외

에 교무 관리 등의 방면을 중시하면,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고, 당연히 마음에 드는 결

과를 얻을 수 없다. 

동시에, 거의 중국에 e-Learning 교육기구의 LMS가 학습 관리 시스템이 아니고, 교

무 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LMS를 보면, 제일 중요한 학습 시스템 부분이 매우 간단히 

설치하여, 일단 교육과정 학습, 토론 구역, 시험 구역만 있는데 학생 입학 관리 시스

템, 학비 관리 시스템, 시험 관리 시스템 및 학적 관리 시스템과 같은 교무 관리 방면

이 상당히 복잡하게 설치하고, 심지어 일부 기구가 교무 관리 방명에서 ISO 인증을 

이미 진행하였다. 

다. 중국에서 고등교육 e-Learning의 발전 전략

이상은 중국에서 고등교육 e-Learning 중에 존재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고,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e-Learning이 학습의 일반적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 일부 교육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에 과도하게 상업화된 

e-Learning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여, e-Learning이 부합하여야 하는 규율이 교육규율

이고, 시장규율 아니다(秦宇, 2008)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주 필요한 제시로서,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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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이 두 개의 규율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뿐만 아니

라 학습의 규율을 만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학습규율은 교육규율과는 

나누어져 모두 구별되고, 양자 간 다른 착안점이 존재한다. 우수한 e-Learning을 만들

면, 시각을 거시적 측면에서 미시적 측면까지 전환하는 것이 우선 하여야 하는 것이

다. 즉, 교육의 과정을 중시하기로부터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기까지 전환하여야 한다. 

한편, 이론적으로 보면, 이 시각을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지만, 지금 중국사회에서

의 학교 e-Learning의 실정을 보면, 굉장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학교 e-Learning 관련 

기구 중에 직원, 특히 관리자 중에서 교육학 전공에 관한 배경과 교육에 관한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고, e-Learning을 개발 연구할 때 '완벽한 교육관'에 의하고 하

였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학교 e-Learning 기구가 이 굴레를 반드시 벗어야 하 중에'

학습'의 본질을 다시 충분히 인Ý관한 배경고, 학습의 규율에 의하여, 중국에서의 교육

e-Learning을 다시 계획경고 발전한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과 같은 단일 모델을 지양하여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 중에서 courseware를 이용하는 것이 일단 여러 까지 학습 모델 

중에 한 종류인데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다. 학습 모델의 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 종

류, 목표 및 학습자의 특징 등과 같은 요인을 달려 있다. 학습 목표 방면을 살펴보고, 

Bloom의 인지 영역 교육학습 목표에 의하며,  학습 목표가 기억, 이해, 응용, 분석, 평

가 및 창의와 같이 여섯 종류로 구성된 것이다(Anderson & Krathwohl, 2001). 자기 주

도적 학습 모델이 기억, 이해 등 일반적 교육학습 목표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데 

응용, 분석, 평가 및 창의 등 심층적 교육학습 목표를 만족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고등 교육 e-Learning에서 거의 모두 높은 교육학습 목표를 구비하는 교육과

정이다. 그래서 고 품질의 e-Learning을 실시하고자 하면, '자기 주도적 courseware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반드시 지양하여야 한다. 

동시에 상호작용 방면을 살펴보면, e-Learning 학습 모델 중 기본적 두 가지를 달

려 있고, 내용 기반 학습(content based learning)과 교류 기반 학습(communicate 

based learning)이다. 학습 모델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과 '인도식 학습 모델'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성공한 e-Learning 훈련 방법을 보면, 인도식 학습 모

델이 심층적 학습목표를 더욱 만족할 수 있다. 이외에 혼합식 학습(Blended Learning) 

모델도 심층적 학습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이다. 

셋째, e-Learning에서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학습 이론을 실현하여

야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으로서 현대 철학사상과 Lev Vygotsky(1925)의 심리 발전 

이론이 상호 결합의 과정 중 형성하고 발전하는 학습이론이다. 이 학습이론의 주장에 

의하여 지식이 사회에서 기원한 것이고, 학습자가 사회적 환경 중에서 적극적으로 상

호작용하여야 하며, 학습이 지식의 사회적 협상이다. 이 학습이론이 학습 영역 중 응

용한 후에, 투묘식 학습(Anchored Instruction), 환경식 학습(Cognitive Apprenticeship), 



    大 韓 工 業 敎 育 學 會 誌 第 34卷 第 2 號300

상호작용식 학습(Random Access Insturction)과 같은 전형적인 교육 학습 모델을 형성

한다. 

Williams와 Burden(1997)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은 지식이 주어진 사회 환경 아래

에서 학습자 자신의 경험 배경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것이고 학습의 과정을 중

시하여 간단한 지식의 전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이론을 오래 전에서 제출하였는데, 인터넷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시대 

특히 Web2.0의 응용 시대까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 참된 효과를 표현한다. 지금 

웹 기반 교육에서 자주 이용하는 Blog, WIKI, Broadcast 등과 같이 Web2.0 기반 기술이 

모두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비형식적인 학습 영역 중의 구체적 응용 수단이다. 

웹 기반 형식적인 학습 중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

해하면, 이론적 특징이 '한 명(혹은 몇 명)의 교수자는 인터넷에서 한 무리의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도하다'와 같은 것이고, 즉, Group Learning & Teaching 이다. 형식적인 

학습 중의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앞에 부분 제출된 인도식 학습 모델 사이에 

서로 보충하고 보완적이다. 비형식적인 학습중의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비교하

여, 학습자, 교수자, 학습 대상, 교육 학습 환경과 같이 학습 인소의 완전성을 더욱 가

조하였다. 학습자가 팀을 단위로 교수자의 지도 아래에서 확정한 시간에 의하여 완벽

한 e-Learning 학습활동을 질서정연하게 완성한다. 학습자들이 e-Learning 학습활동의 

주체를 같이 완성하여, 일단 코스웨어에 대한 학습 즉, 자기 주도적 학습뿐만 아니다. 

사실상, 교류 기반 학습이 더욱 높인 학습 목표를 달성한다. 

Ⅳ. 요약 및 결론

  중국사회에서 e-Learning 시장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사교육 시장

과 산ㆍ학 e-Learning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

원에서 그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e-Learning은 새롭게 주목받는 

교육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의 규모 증대 및 직종의 전문화, 세분화가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사회의 e-Learning은 한

국의 e-Learning과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 다음의 표는 중국과 한국

의 e-Learning에 대한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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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과 한국의 e-Learning 차이점

차이점 중국 한국
착안점 교육 중심 학습 중심

관련 정책 수정 중 정부 지도 및 사설 기관
실시 중점 학생 모집, 운영과 같은 관리제도 LMS, 표준화, 콘텐츠
학습 방법 정착 중 WBI, LNS, 팀워크

콘텐츠 비체계화 (국내)
단순히 번역 (해외) 산ㆍ학 협조 체계화 및 발전 중

LMS 표준화 비표준화 국제 표준화 실시 중
중국에서의 e-Learning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책적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정부가 기업 e-Learning에 관련된 정책

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고, 국제 교류와 합작 등은 중국의 기업 

e-Learning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Learning이 확대일로 시점에 있는 중국은 한국 사례를 통해 LMS, 표준화 

및 콘텐츠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발전 전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WBI, LMS, 팀워크 등의 학습 방법을 중국 e-Learning에 도입하면, 개

별화 학습과 협동학습이 적절히 혼합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Blended Learning과 

Project Learning 등의 학습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e-Learning 콘텐츠가 국외 훈련의 내용을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의 내

용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고(丁新, 2008), 중국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비체계화 수

준인데 반하여, 한국 e-Learning 콘텐츠는 text 뿐만 아니라, 거의 멀티미디어 등의 콘

텐츠도 개발되고 있다. 실제상 한국의 산ㆍ학 협조 체계와 같은 콘텐츠 개발 방법은 

중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e-Learning 표준화 규범을 따르면, 중국에서의 e-Learning 표준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e-Learning LMS는 기업에서 지식 관리, 성과 및 정책 결정 방향으

로 발전을 촉진하며, 성과 평가를 더욱 중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인적 자원 관리와 같

이 기타 응용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 교환, 표준화 및 상호작용을 중시하여야 한다. 

중국 e-Learning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표준화의 발달 및 연구소, 대학교 

등 기구의 개입에 따라 e-Learning에 대한 수요량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확

대과정에서 많은 우수한 e-Learning 교육과정이 기업, 사회 그리고 대학교 간에 공동 

협조 형태가 한국 e-Learning에서 보이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중국의 e-Learning 발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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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for e-Learning development in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e-Learning adminstration 

status in Korean Industry-Academia e-Learning 

cooperation

Zi-Long Yin* ․ Won-Sik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inese e-Learning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Industry-Academia e-Learning  

cooperation.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with experts about the subject regarding this 

study were the main research methods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Chinese government should amend and complement the e-Learning policy of the 

chinese enterprise continuously through the Korean government's experience about 

the e-Learning policy such as enterprise e-Learning system, standardization of LMS, 

and quality assurance.

2. Korean government's policy about e-Learning has emphasized on practical

development of e-Learning contents and LMS. And we have found they have good 

effects from the policy in term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owever, Chinese 

government generally has emphasized on external extension of the scale and 

administration.nte, Chinese government should follow the practical policy in the 

e-Learning development as Korean government has done.

3. The way of Individualized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team work, WBI,

standardized LMS, and Blended Learning in Korea could be well adapted in Chinese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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